7. 출장정보

가. 환전

통화체계
도미니카공화국의 화폐단위는 페소(도미니칸페소, RD$)이다. 지폐는 50, 100, 200, 500, 1000, 2,000페소가 있으며, 주화는 1, 5,
10, 25페소가 있다.
화폐 단위는 1페소 이하인 센타보 단위까지 있으나, 현금사용시에는 사실상 통용되지 않고 있다.

환전방법
환전은 시중은행이나 환전소(Casa de Cambio)에서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으며, 현지 거주증이 없는 외국인의 경우 환전 시 여권을 지참
해야 한다.
환전하기 유리한 장소는 시중 환전소 - 은행 - 공항 환전소의 순으로, 공항 내의 환전소는 1달러당 10페소까지 차이가 나므로, 될 수 있으
면 교통비 등 최소한의 비용만 환전한 후 시내에 들어와 환전소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환전 절차는 복잡하지 않으며, 신분증을 제시하고 환전 희망 액수와 통화를 요청하면 된다.
단, US$ 15,000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현지화의 거래(카지노의 경우 US$ 3,000 이상 또는 상응액) 내역은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라
거래내역이 당국에 보고되므로, 해당 금액 이상을 현지에 휴대 반입 후 환전하고자 할 경우 입국 시 외화 휴대반입내역에 대해 자진신고
(US$ 10,000 이상)하여 불필요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 이용
현지의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되어 있다.

일부 영세 소매점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식당 및 쇼핑몰에서 VISA, MASTER, AMEX 등 카드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VISA만 가능한
곳, 혹은 MASTER만 가능한 곳이 간혹 있을 수 있으니, VISA와 MASTER 카드 둘 다 소지하고 다니는 것이 편하다.

나. 교통

교통상황
고속도로 12,600km(포장률은 85% 내외), 지방 도로 17,000km 등 전국적으로 도로망이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으나, 노면 포장상태와
심야 조명 등의 인프라는 다소 부족한 편이다.
철도는 총 757km가 설치되어 있으나 대중 교통수단으로서는 사용하지 않고 대농장 내에서 사탕수수 운반용으로만 사용하고 있다.

수도 산토도밍고의 경우 시간대를 불문하고 시내 차량정체가 심한 편인데, 특히 오전 7시 30분~9시, 오후 4~7시 등 출퇴근 시간대와 점
심 시간대(12~2시)에 극심한 정체를 빚는다. 따라서 중요한 미팅이 있을 경우 가급적 미팅 장소와 가까운 안전지역에 숙소를 잡거나, 구
글맵 등 교통정보에서 나타나는 소요시간보다 20~30분 이상 서둘러 움직이는 것이 좋다.

산토도밍고와 지방을 연결하는 대중교통편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방 간 이동 시에는 대부분 차량을 이용하며 이로 인해 산토도밍고에서
도심 밖으로 빠져나가는 구간들에도 병목 현상으로 인한 교통정체가 심각한 편이다.

국제운전면허증이 있으면 차량 렌트 사용이 가능하나, 현지 거주경험이 없는 출장자가 차량을 렌트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는다. 도미니카
공화국은 도로, 표지판이나 신호체계가 완비되어 있지 않고, 오토바이의 갑작스러운 끼어들기나 운전자들의 도로규칙 위반이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차량용 블랙박스, CCTV 등이 갖춰져 있지 않아 사고 발생 시 외국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
게 작용하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버스
공영버스인 OMSA에서 버스를 운행하며, 일반버스 요금은 10페소(0.17달러)이다. 에어컨이 갖춰진 버스요금은 15페소(0.26달러)이다.
OMSA 버스가 다니지 않는 시내 구간은 민간 버스사업자들의 사설노선이 운영되기도 하는데 요금은 구간별로 상이하다.

택시
도미니카공화국에서는 길거리에서 일반 택시를 잡기 어렵다. 쇼핑센터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이나 호텔, 관광지 등에 제한적으로 일반 택
시들이 대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외에는 콜택시를 이용해야 한다. 호텔에 대기한 관광택시나 콜택시를 이용하는데 시내 1회 이용 시,
180~200페소(3.1~3.4달러)의 요금을 받으며, AILA 국제공항과 산토도밍고 간은 1,500~2,000페소(25.7~34.5달러)를 요구한다.

최근에는 UBER가 매우 활성화되어 콜택시보다 저렴한 가격에 손쉽게 택시를 부를 수 있는데, 탑승 경로가 기록으로 남고 현금을 들고 다
니지 않아도 되므로 안전하고 편리하다.

한편, 도미니카공화국의 독특한 택시 시스템으로는 '데레초(derecho)'가 있다. 대부분 차량 지붕 부분을 노란색이나 초록색 페인트로 덧
칠하고 거리 이름이 적힌 작은 표지판을 달고 다니는데, 표지판에 적혀진 거리만을 직진해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데레초(derecho, 스페인
어로 직진이라는 뜻)'라는 이름이 붙었다. 요금은 25페소~30페소(0.4~0.5달러)로 저렴하지만, 보통 평균 15~20년가량의 노후 차들로
운행되는 데다가 한 번에 6명(앞좌석 2명, 뒷좌석 4명)의 승객을 태우기 때문에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의 경우에도 중상류층은 거의 이용
하지 않는다.

지하철
2021년 기준 지하철 노선 2개가 운영 중이다. 지하철 이용금액은 20페소(0.34달러)이다. 한국 지하철처럼 타기 전 티켓을 살 수 있고 지
하철 카드에 금액을 충전할 수도 있다.

시외교통
수도인 산토도밍고에서 여타 도시로 갈 경우, 가장 편한 방법은 차량으로 운전해서 가는 것이나, 비즈니스 출장에서 차량을 렌트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도미니카 공화국에서는 전용 시외버스 터미널이 존재하지 않고 버스회사 자체에서 운영
하는 곳에서 탑승해야 한다. 도미니카 공화국 내에서 가장 큰 버스회사는 다음 두 곳이다.

ㅇ Caribe Tours
- 전화: +1-809-221-4422
- 주소: Av. 27 de Febrero Esq. Leopoldo Navarro, Ensanches Miraflores, Santo Domingo
- 홈페이지: http://www.caribetours.com.do/

ㅇ Metro
- 전화: +1-809-227-0101
- 주소: Av. Winston Churchill Esq. Francisco Prats Ramirez Piantini, Santo Domingo
- 홈페이지: http://www.metroserviciosturisticos.com/

현지 티켓 구매 시에 가끔 카드를 받는 것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루트와 가격을 확인하고 현금을 미리 준비해 가는 편이 좋다.

다. 통신

핸드폰
핸드폰은 선불 요금제인 Prepago와 후불제 Postpago로 운영된다.

출장 기간 단기 사용을 원할 경우 선불요금제인 Prepago를 이용하면 되는데, Claro, Altice 등 주요 통신사 영업점에 방문하여 여권 등 신
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고 선불 USIM 카드 구입하여 원하는 금액만큼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다. USIM 구입 및 개통은 통신사
영업점에서만 가능하지만, 잔액 부족으로 충전을 원할 경우 인근 약국, 콜마도라고 하는 미니마켓 등에서도 충전할 수 있다. 충전 시, 핸드
폰 번호와 사용자 명을 알려주면 된다.

인터넷(와이파이)
일반적으로 호텔, 식당 등에서는 고객을 대상으로 와이파이를 제공하고 있으나, 길거리나 공공장소에서는 무료 와이파이 연결이 거의 불
가능하므로 핸드폰으로 무선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USIM 카드에 충전된 잔액을 활용하여 시간 단위(용량제한) 또는 일 단위(용량
무제한)로 사용할 수 있는데, 한국인들의 인터넷 사용패턴이나 출장 중 지도/검색기능 사용을 고려하면 용량 무제한인 일 단위 사용을 권
장한다. 체류 기간에 따라 1일권, 3일권, 5일권 등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Claro와 Altice가 대표적인 통신 기업이며, 이 외에 Viva Telecom, Wind Telecom 등의 중소 통신기업도 있다. 통신사에서 USIM 카드
구매 후 체류 기간 및 용도를 고려하여 필요한 금액만큼 충전 후 사용하면 된다.

라. 관광명소

ㅇ 알카사르 데 콜론(Alcazar de Colon)
도시명
주소
운영시간
휴무일

명소소개

비고

산토도밍고
Plaza de Espana, Calle La Atarazana 2, Santo Domingo 10212
화~토: 9:00~17:00
일: 9:00~16:00
월요일
전 구역이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재된 아메리카 대륙 최초의 구시가지(Zona Colonial)에 위치한 대표 명
소이다.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첫째 아들인 디에고 콜럼버스가 산토도밍고를 관
할할 때 그를 위해 지어진 집이다. 내부 인테리어와 소장품 등을 관람할 수 있으며, 밤에는 은은한 불빛으로
구시가지의 야경을 담당하기도 한다.
전화: +1-809-991-0622

ㅇ 아메리카 대성당(Basilica Cathedral of Santa Maria la Menor)
도시명
주소
운영시간

산토도밍고
Callejon de los Curas, Santo Domingo 10210
월`토: 9:00~16:30

휴무일

명소소개

비고

일요일
구시가지(Zona Colonial)에 위치한 또 다른 명소이다. 1541년에 완공된 신대륙 최초의 성당으로 고딕양식
과 바로크양식이 혼합되어 있다. 현재 4개의 예배당이 보존되고 있으며, 콜럼버스의 유해로 추정되는 유골
함이 발견되기도 했다.
전화: +1 (809) 682-3848
입장료: 성인 60페소, 아동 무료 입장. 오디오가이드 포함.

ㅇ 트레스 오호스 국립공원(Parque Los Tres Ojos)
도시명
주소
운영시간
휴무일
명소소개

산토도밍고
Santo Domingo Este 11604
매일: 9:00~17:00
없음
천연지하동굴로 지하수가 차올라 호수가 만들어졌다. 3개의 호수가 하늘에서 눈(Eye) 모양처럼 보인다 하
여 붙여진 이름이기도 하다. 동굴에서 각종 열대식물군에 둘러싸여 에메랄드빛 호수를 관람할 수 있다.
<자료원 : 관광부 홈페이지 등 정보 수집>

마. 식당

- 현지식당
ㅇ 보까 마리나(Boca Marina)
도시명
전화번호

산토도밍고
+1-809-688-6810

주소

Calle Prolongacin Duarte, 12-A, Boca Chica

가격

1인 기준 평균 45~50달러(식사, 음료 포함)

영업시간

9:00-00:00 (토, 일요일은 01:00까지 영업)

휴무일

없음

소개

해산물과 파스타, 리조또 등 양식을 제공하는 식당으로 보카치카 해변 바로 앞에 위치해 경관이 좋고 음식
맛도 좋으나 가격은 매우 비싼 편이다.
바다와 바로 연결되어 있고 선베드, 간단한 샤워설비를 비치하고 있으므로 식사 후 쾌적한 분위기에서 해수
욕을 즐기기에 좋다.

비고

메뉴판 가격에 부가세 18%와 서비스료 10%가 추가된다.

ㅇ 메손 데 라 까바 (동굴식당)(El Meson de la Cava)
도시명
전화번호

산토도밍고
+1-809-533-2818

주소

Av. Mirador del Sur No. 1, Santo Domingo

가격

1인 기준 평균 35~40달러(식사, 음료 포함)

영업시간
휴무일

매일: 12:00~24:00
없음

소개

천연 지하동굴을 그대로 보존하여 식당으로 개조했다. 실내외 모두 식사 가능하며, 결혼식, 생일, 기업 점심
식사 등 이벤트도 신청할 수 있다.

비고

메뉴판 가격에 부가세 18%와 서비스료 10%가 추가된다.

ㅇ 술리(Sully)
도시명
전화번호

산토도밍고
+1-809-562-3389

주소

Av. C. Summer/C.Las Caobas, Santo Domingo

가격

1인 기준 평균 30달러(식사, 음료 포함)

영업시간

화~일: 12:00~15:20, 19:00~23:40

휴무일

월요일

소개

직접 해산물을 잡아와 요리하는 곳으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신선한 문어, 랍스타 등 해산물 요리를 맛볼
수 있다. 인테리어는 밝고 깔끔하다.

비고

메뉴판 가격에 부가세 18%와 서비스료 10%가 추가된다.
<자료원 : 식당 홈페이지>

- 한국식당
ㅇ 궁(Restaurant Coreano Palacio)
도시명
전화번호

산토도밍고
+1-809-533-8520

주소

Edificio No.1, Calle San Pio X, Santo Domingo

가격

1인 기준 평균 17~20달러 내외(식사, 음료 1개)

영업시간

휴무일
소개

11:00~23:00
단, 코로나19로 인한 통행제한 조치 등으로 인해 영업시간이 수시로 변동될 수 있으며, 2021년 5월 기준
영업시간은 월~금 12:00~22:00, 토~일 12:00~21:00
없음
주요 메뉴는 순두부, 된장찌개, 보쌈 등임.

ㅇ 만나(Restaurant Coreano Manna)
도시명

산토도밍고

전화번호

+1-809-535-3355

주소

Calle 12 de Julio #7, Bella Vista, Santo Domingo

가격

1인 기준 평균 13~15달러 내외(식사, 음료 1개)

영업시간

휴무일
소개

평일: 12:00~22:00
주말: 12:00~23:00
단, 코로나19로 인한 통행제한 조치 등으로 인해 영업시간이 수시로 변동될 수 있으며, 2021년 5월 기준
영업시간은 월~금 12:00~21:00, 토~일 12:00~19:00
없음
주요 메뉴는 삼겹살, 설렁탕, 곱창전골 등임.

ㅇ 냠냠(Restaurant Coreano N~am N~am)
도시명
전화번호

산토도밍고
+1-809-472-0273

주소

Calle Jose Andres Aybar Castellanos 146

가격

1인 기준 평균 13~15달러 내외(식사, 음료 1개)

영업시간

화~목: 11:30~22:00
금~토: 11:30~23:00
일: 12:00~22:00
단, 코로나19로 인한 통행제한 조치 등으로 인해 영업시간이 수시로 변동될 수 있으며, 2021년 5월 기준
영업시간은 월~금 11:30~22:00, 토 11:30~21:00, 일요일 휴무

휴무일
소개

매주 월요일
주요 메뉴는 비빔밥, 불고기, 김밥, 닭강정 등임.
<자료원 : 자체조사>

바. 호텔

- 비즈니스 호텔
ㅇ W&P 호텔(W&P Hotel)
도시명
주소

산토도밍고
Av Sarasota 53, Santo Domingo

전화번호

+1-809-535-0800

홈페이지

http://workandpleasurehotels.com/en/

숙박료

1박 기준 65~210달러

소개

KOTRA 사무실과 도보로 5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해있으며, 공항과는 40분 정도 떨어져있다.
시설이 다소 낡기는 하였으나 루프탑 라운지, 체육시설, 컨퍼런스 홀 등을 갖추고 있다.

ㅇ 도미니카 피에스타 호텔(Hotel Dominican Fiesta)
도시명
주소

산토도밍고
Av Anacaona 101, Santo Domingo

전화번호

+1-809-562-8222

홈페이지

https://en.dominicanfiestahotelcasino.com/

숙박료
소개

1박 기준 117~405달러
공항과는 1시간 10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한국 대사관과 근처에 자리잡고 있다. 미팅룸에는
DVD 및 CD 플레이어, 스크린, Wifi 등을 제공하며, 카지노, 수영장 등의 시설도 갖추고 있다.

ㅇ 엘 엠바하도르 호텔(El Embajador Hotel)
도시명
주소

산토도밍고
Av Sarasota 65, Santo Domingo

전화번호

+1-809-221-2131

홈페이지

https://www.barcelo.com/en-us/el-embajador-a-royal-hideaway-hotel/

숙박료

소개

1박 기준 151~2500달러
공항과 40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KOTRA 사무실 맞은편에 자리잡고 있다. 스파, 수영장, 카지노 등의 시
설을 이용할 수 있다.
외국 정부사절단 방문시 주로 체류하는 고급호텔이며 영화 '대부'가 촬영된 장소이기도 하다.
<자료원 : 호텔 홈페이지>

- 게스트하우스
ㅇ 까사 51 게스트하우스(Casa 51 Guest House)
도시명
주소

산토도밍고
Calle Sanchez, 51 Casi Esq. Jos&eacute; Gabriel Garca, Santo Domingo 10210

전화번호

+1-829-594-7473

홈페이지

https://casa-51-guest-house.business.site/

숙박료
소개

1박 기준 20~80달러
구시가지(Zona Colonial)에 자리잡고 있는 게스트하우스이다. 부엌, 거실, 바베큐 시설 등을 이용가능하며
와이파이도 제공된다. 침실은 4인 도미토리부터 개인실까지 다양하며, 화장실은 공용이다.

ㅇ 초사 게스트하우스(La Choza Guesthouse)

도시명
주소

산토도밍고
Calle Sanchez 165, Santo Domingo 10210

전화번호

+1-849-257-7704

숙박료

1박 기준 15~30달러

소개

구시가지(Zona Colonial)에 위치해 있다. 남녀 혼숙 6인실 도미토리부터 디럭스룸까지 다양한 옵션을 제공
한다. 전 객실 공용부엌 이용 가능하며, 야외 풀장이 있다. 디럭스룸의 경우에는 개인 화장실 사용이 가능하
다. 추가 요금을 내면 공항 픽업도 가능하다.

ㅇ 푸에르타 로하 게스트하우스(La Puerta Roja Guest House)
도시명
주소

산토도밍고
Calle Estrelleta 157, Santo Domingo 10208

전화번호

+1-829-405-9432

숙박료

1박 기준 30~50달러

소개

구시가지(Zona Colonial)에 있다. 공용 부엌 및 개인 욕실을 이용할 수 있다.
<자료원 : 게스트하우스 홈페이지, Booking.com>

사. 치안

치안상황
여행경보 단계: 산토도밍고, 산티아고는 여행경보 2단계인 여행 자제, 이 두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은 여행경보 1단계인 여행 유의 국가이
다.

중미 카리브지역 국가 중에서는 치안이 안전한 편이나 가급적이면 이동 시에는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한낮을 제외하고는 걸어 다니
는 것을 삼가는 것이 좋고 저녁에는 외출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푸에르토리코와 함께 미국을 향한 중남미 지역의 마약과 밀매자금 경유
국으로서 전국적으로 마약범죄 조직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총기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가급적 현지인과의 시비
나 언쟁은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짝수년마다 열리는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철(3~5월)에는 각 후보 지지자들의 충돌이 자주 일어나 각별
한 주의가 필요하다.

ㅇ 안전요령
- 주변에 접근하는 오토바이 조심
- 과도한 현금 및 귀중품 소지 자제 (목걸이 등 비싼 액세서리 착용 자제)
- 낯선 사람이 권하는 음료나 음식은 거절
- 신용카드, 여권, 면허증 등은 복사본으로 별도 보관
- 대중교통 이용 시 주위를 살피며 소지품에 유의
- Uber, 호텔 택시 및 등록번호가 있는 콜택시 이용
- 밤늦은 시간에는 차량 직접 운행은 가급적 자제
- 주정차 시 창문을 올리고 차 문도 잠금 상태 유지
- 고속도로 변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방식 등으로 정차요구 시 무시
- 범죄 상황에 직면한 경우에는 본인의 안전을 최우선시하여 절대 반격 자제

- 신용카드 관련 범죄 또한 다양하므로 ATM 기계에서 비밀번호 입력 시 입력하는 손을 가리고 비밀번호 입력.
- 은행 또는 ATM 기계를 방문하기 전 신용카드 한도액 조정
- 신용카드 결제 과정 직접 확인

한 편, 대한민국 외교부는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해외국가들에 대한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 중이다.
도미니카공화국에 대한 여행경보는 아래 외교부 해외안전정보의 국가/지역별 정보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s://www.0404.go.kr/dev/country_view.mofa?idx=33&hash=&chkvalue=no1&stext=%EB%8F%84%EB%AF%B8%EB
%8B%88%EC%B9%B4&group_idx=&alert_level=0

응급상황 대처요령
1) 교통사고

화재, 응급환자 신고는 911이지만 신속성이 다소 떨어지므로, 환자 발생의 경우에는 콜택시를 이용하는 편이 낫다.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UCE 종합병원은 비교적 많은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다.

2) 여권/지갑 분실

여권이 분실될 경우를 대비해 복사본 및 휴대폰에 사본을 사진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 여권을 분실할 경우, 현지 경찰서에 신고 후
분실 신고서를 발급받아 대사관에서 분실신고를 진행하면 된다. 대사관에서 여행증명서(여권의 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 발급되는 여권대용증명서)나 여권 재발급이 가능하며, 여행증명서만으로도 한국으로의 귀국이 가능하다. 주도미니카공화국 한국대
사관에서는 민원실에 얼굴 영상 실시간 취득시스템을 갖추어 대사관에서 여권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여권 분실 시 재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다.

ㅇ 대사관 방문 및 발급 신청: 분실사유서 작성
ㅇ 구비서류: 여권용 사진 2장
- 여권의 경우, 55달러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4~6주 소요
- 여행증명서의 경우, 7달러 납부 후 당일 혹은 1~2일 소요

여권(재)발급 직접 신청이 불가능한 질병, 장애 및 사고를 입은 사람의 경우 대리인 위임장 및 여권 신청자 사진을 지참할 경우 여권(재)발
급 신청이 가능하다.

3) 응급 전화번호

ㅇ 화재 신고: 911
ㅇ 범죄 신고: 911
ㅇ 의료: 앰뷸런스 서비스 809-532-0000(Movimed), 809-948-7200(Promed)
ㅇ 대사관: (근무 시간) +1-809-482-6505 / (근무 시간 외) +1-829-340-3494

국가정보(참고정보-출장 정보) 항목은 "공공누리 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
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